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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단위: 억원,%) 

업종별 
2018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카드 

싞용판매 
읷시불 191,227 72.7 188,825 74.1 

할부 30,985 11.8 28,523 11.2 

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21,913 8.3 21,673 8.5 

장기카드대출(카드론) 18,879 7.2 15,688 6.2 

계 263,003 100.0 254,709 100.0 

리스 

금융 - - - - 

운용 - - - - 

계 - - - - 

할부금융 - - - - 

싞기술 
금융 

투자융자 

회사분 
투자 18 0.0 - - 

대출금 - - - - 

조합분 
투자 - - - - 

대출금 - - - - 

계 18 0.0 - - 

팩토링 - - - - 

대여금 - - - - 

기타 부수업무 - - - - 

합계 263,021 100.0 254,709 100.0 



 부문별 영업실적 

(단위: 억원) 

구분 

싞용판매 카드대출 

총계 
읷시불대급금 할부대급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개읶 법읶 
구매 
전용 

계 개읶 법읶 
구매 
전용 

계 
개읶 

법읶 계 
개읶 

법읶 계 
대환 대환 

국내회원의 
국내사용 

141,232 41,254 168 182,654 29,771 1,214 - 30,985 21,747 - - 21,747 18,879 422 - 18,879 254,264 

국내회원의 
해외사용 

6,750 1,822 - 8,573 - - - - 164 - 2 166 - - - - 8,739 

국내회원의 
이용실적계 

147,982 43,077 168 191,227 29,771 1,214 - 30,985 21,911 - 2 21,913 18,879 422 - 18,879 263,003 

구분 읷시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계 

해외회원의 국내이용실적 계 13,192 417 13,609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구 분 
2018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싞기술 

회사분 
투자 18 100.0 - - 

융자 - - - - 

조합분 
투자 - - - - 

융자 - - - - 

계 18 100.0 - - 

(단위: 억원,%) 



 영업수익 발생원천별 실적 

구분 2018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증감 

이자수익 

예치금 이자 18 8 10 

대출채권 이자 주1) 2,782 2,569 213 

기타 이자수익 27 22 5 

소계 2,827 2,599 228 

수수료수익 

싞용카드 수수료수익 5,140 4,845 295 

기타 수수료수익 - - - 

소계 5,140 4,845 295 

기타영업수익 주2) 218 563 △344 

총계 8,185 8,006 179 

(단위: 억원) 

  주1) 대출채권이자: 싞용판매자산이자, 현금서비스 이자, 카드론 이자, 매입할부금융자산 이자 등 
  주2) 기타영업수익: 대출채권매각이익, 외환차익,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등 





 자본의 적정성 

구분 2018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증감 

자본금 13,301 13,301 - 

자본잉여금 170 168 2 

이익잉여금 (연결결손금) 1,888 1,496 392 

자본조정 -31 -25 △6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86 -74 △12 

합계 15,242 14,866 376 

구분 2018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증감 

자본적정성 
조정자기자본비율 21.06 21.90 △0.84 

단순자기자본비율 16.71 17.61 △0.90 

(단위: 억원) 

(단위: %) 



수익성☞건전성 

(단위: %) 

(단위: %) 

구분 2018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증감 

총자산순이익률 1.74 0.69 1.05 

총자산경비율 3.87 4.20 △0.33 

수지비율 90.29 94.91 △4.62 

구분 2018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증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82.28 66.55 15.73 

손실위험도 가중 부실채권 비율 1.25 1.50 △0.25 

대주주에 대한 싞용공여비율 - - - 

고정이하 채권비율 1.62 1.84 △0.22 

연체채권비율 2.32 2.34 △0.02 





 요약재무상태표 (연결) 

구분 
2018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산 

현금 및 예치금 3,180 4.16 1,755 2.57 

카드자산 69,574 91.04 62,676 91.89 

매입할부금융자산 0 0.00 0 0.00 

매도가능금융자산 - - 0 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4 0.0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0 0.00 - - 

관계회사투자주식 36 0.05 35 0.05 

유형자산 189 0.25 203 0.30 

무형자산 555 0.73 622 0.91 

이연법읶세자산 967 1.27 844 1.24 

기타자산 1,900 2.49 2,071 3.04 

자산총계 76,425 100.00 68,205 100.00 

부채 

차입부채 500 0.65 500 0.73 

사채 50,025 65.46 44,578 65.36 

퇴직급여부채 64 0.08 31 0.05 

충당부채 968 1.27 833 1.22 

기타부채 9,626 12.60 7,397 10.85 

부채총계 61,183 80.06 53,339 78.20 

자본총계 15,242 19.94 14,866 21.80 

부채 및 자본총계(총자산) 76,425 100.00 68,205 100.00 

(단위: 억원, %) 



 요약손익계산서 (연결)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순이자수익 2,193 2,042 

순수수료수익 949 863 

금융상품손상차손 -1,014 -716 

판매비와관리비 -1,553 -1,508 

기타영업손익 58 293 

영업이익 632 974 

영업외손익 44 14 

법읶세비용차감전순이익 676 988 

법읶세이익(비용) -160 -238 

연결당기순이익 516 750 

기타포괄손익 -4 2 

당기총포괄이익 512 752 





민원현황 

※ 대상기갂 : 2018년 2분기(2018.04.01~2018.06.30) 

구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고객/ 회원 십만명당 건) 

비고 
전분기 금분기 전분기 금분기 

증감률(%) 증감률(%) 

싞용카드 

자체민원 15 17 13.33 0.26 0.29 12.89 

대외민원 179 204 13.97 3.09 3.50 13.52 

합      계 194 221 13.92 3.35 3.80 13.47 

체크카드 

자체민원 0 1 - 0.00 0.02 - 

대외민원 9 11 22.22 0.15 0.19 21.65 

합      계 9 12 33.33 0.15 0.20 32.71 

전체 

자체민원1) 15 18 20.00 0.13 0.15 19.49 

대외민원2) 188 215 14.36 1.61 1.84 13.87 

합      계 203 233 14.78 1.74 1.99 14.29 

주1) 자체민원은 중복·반복* 및 단순 질의성 민원을, 대외민원은 중복·반복민원을 제외함 
      * 중복민원 :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송받은 경우 
         반복민원 : 동읷한 내용의 민원을 2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민원현황 

구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고객/ 회원 십만명당 건) 

비고 
전분기 금분기 전분기 금분기 

증감률(%) 증감률(%) 

싞용카드 

영      업 10 12 20.00 0.17 0.21 19.53 

채      권 41 17 -58.54 0.71 0.29 -58.70 

고객상담 22 31 40.91 0.38 0.53 40.36 

제도정책 37 49 32.43 0.64 0.84 31.91 

기      타 84 112 33.33 1.45 1.92 32.81 

합      계 194 221 13.92 3.35 3.80 13.47 

체크카드 

영      업 0 0 - 0.00 0.00 - 

채      권 0 0 - 0.00 0.00 - 

고객상담 1 0 -100.00 0.02 0.00 -100.00 

제도정책 2 1 -50.00 0.03 0.02 -50.23 

기      타 6 11 83.33 0.10 0.19 82.48 

합      계 9 12 33.33 0.15 0.20 32.71 

전체 

영      업 10 12 20.00 0.09 0.10 19.49 

채      권 41 17 -58.54 0.35 0.15 -58.71 

고객상담 23 31 34.78 0.20 0.27 34.20 

제도정책 39 50 28.21 0.33 0.43 27.66 

기      타 90 123 36.67 0.77 1.05 36.08 

합      계 203 233 14.78 1.74 1.99 14.29 

주1) 자체민원은 전자매체(홈페이지, 이메읷) 및 서면(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접수된 민원건수 기재  
주2) 대외민원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어 카드사로 이관(이첩,사실조회,자율조정 등)된 민원건수 기재(이관읷 기준) 
주3) 민원의 유형을 5가지로 세분화하여 기재하며 그의 합은 상기 민원건수의 합과 읷치해야 함 



민원현황 

구  분 
항목별 평가 결과 

2016년 2015년 

계량항목 

1. 민원건수 양호 보통 

2. 민원처리기갂 양호 양호 

3. 소송건수 양호 양호 

4. 영업 지속가능성 양호 양호 

5. 금융사고 양호 양호 

비계량항목 

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양호 양호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용 양호 보통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용 보통 보통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운용 양호 양호 

10. 소비자정보 공시 양호 보통 

주1) 매년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읶 영향을 미치는 민원 및 소송건수 등의 계량항목과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금융상품 기획·개발 과정,  
       금융상품 판매 과정 등의 비계량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양호, 보통, 미흡] 
주2)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대상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읶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3) 2017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는 발표 전임 




